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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통계학과 통계학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응용분야를 살펴보고, 빅데이터 자료의 통계학적 특징들 및 이와 관련한 통계학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다.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외와 국

내의빅데이터관련프로젝트를소개한다.

주요용어: 빅데이터, 빅데이터분석방법, 빅데이터사례조사.

1. 서론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가트너 리포트는 2013년 유망 기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 맥킨지 보고서 (Manyika 등, 2011)에 따르면 미국에서 빅데이터 관련 종사

자 수가 2008년에는 150,000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450,000명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빅데이터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하여 2012년 2억 달러를 투

자하여 빅데이터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우리나라에서

도여러가지활동이전개되고있는데, 최근에는미래창조부산하에빅데이터센터를개원할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보고

통계학자의역할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위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

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

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메킨지 보고서 (Manyika 등, 2011)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규모

에 초점을 맞춰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저장, 관리, 부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

의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며, IDC (International Data Cooperation, 2012)는 업무수행에 초점을 맞추

어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데 기술 및 아키텍처라고 빅데이터를 정의한다. 이러한 다양한 빅데이터의 정의

를 정리하면, 빅데이터에는 두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자료이

고, 두 번째는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통계학은 두 번째 요소인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매우 빠

르게 얻어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모아지는 문서, 음악, 영화 및 지리정보 및 사용자 로그 정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PJ90716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교신저자: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E-mail: ydkim0903@gmail.com

2 (338-8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 1길 11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960 Yongdai Kim · Kwang Hyun Cho

보, 소셜네트워크에서모아지는사용자들의관계정보, GPS를이용한위치정보, 센서기술을이용한공

정정보, 전 지구적 기상정보, 디지털화된 의료 정보,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유전자 정보 등 각처에서 모

아지고있는데이터의양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Figure 1.1 (Jung, 2011)는자료의양및종

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IBM (IBM, 2012)에서는 이러한 대량의 자료의 3가지 특징을

강조한다. 3가지 특징은 3V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료가 모이는 속도 (velocity)가 매우 빠르고, 자료의

종류가 숫자에서 문자, 음성, 영상 등 매우 다양하며 (variety), 그 양 (volume)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빅데이터로부터추출되는가치 (value)를강조하기위하여 4V로요약하기도한다.

Figure 1.1 Types and sizes of big data

현재 빅데이터의 관심이 급속히 늘어가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정보통

신 기술 발달로 인하여 빅데이터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빅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되는 자료를 지칭하며, 이러한 거대자료가 매 시간마다 수집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바일과

인터넷의사용이증가하면서우리생활의많은부분이자료로저장되고있다. 우리의하루는출근길지

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읽고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검색함으로 시작된다. 출근 후에는 점심과

저녁 식사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동시에 회식 장소를 추천해달라는 타인의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

기도 한다. 퇴근 후 집의 PC를 통해 다음 휴가지로 계획 중인 지역의 숙박 시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다. 예매순위 1위인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나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둔다. 최신 유행 가요를 검색하

고 음반에 대한 타인의 리뷰를 읽은 후 다운을 받기도 한다. 우리는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정보를생산한다. 우리의이러한하루일과가고스란히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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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로는 빅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저장 및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에는 저장기술이 매우 고가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았으나, 분산파일시스템 (distributed file

system)이 등장하면서 대량의 자료를 매우 저렴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저장된 거대자료

로부터빠르게정보를추출하는기술이개발되었는데, 특히 MapReduce 프로그래밍을사용하여손쉽게

병렬처리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파일시스템과 MapReduce 프로그래밍 환경

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둡 (Hadoop)시스템인데 (Lam, 2012), 현재 빅데이터의 중

요기술로써크게각광을받고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세 번째 이유는 국가 간 또는 회사 간의 기술격차의 감소로 인하여 경

쟁이 매우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기술격차의 감소로 인한 경쟁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새로운 정보가 매우

큰영향을미칠수있다. 아주간단한가상적인예를통해서빅데이터로부터얻은가치의중요성을살펴

볼 수 있다. 시장에는 오직 두 종류의 A샴푸와 B샴푸가 있다고 하자. A샴푸 고객이 다시 A샴푸를 사

용할 확률을 pA, B샴푸 고객이 다시 B샴푸를 사용할 확률을 pB 라고 하자. 과거에 기술이 충분히 발

달하지 못했을 때는 pA = 0.51 이고 pB = 0.50 이라고 하자. 이 경우 A샴푸와 B샴푸의 시장 점유율

은 대략 51%와 49%이다. 기술의 1%차이가 시장 점유율에 2%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기술이 발전

하여 pA = 0.999 이고 pB = 0.99 라고 하면 같은 1%의 기술의 차이지만 A샴푸의 시장 점유율은 무

려 90%가 된다 (참고: 시장 점유율 계산은 마코프 체인의 정상분포로 계산하였다). 이렇듯, 경쟁이 치

열한환경에서는조그마한차이가큰결과를야기하며, 조그마한차이는빅데이터를이용하여얻어질수

있을것이다.

빅데이터가 응용이 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학계를 살펴보면,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성

에 따라 늘어난 유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생물정보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이 분야의 주요 과제는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의 정리, 분석 해석이고 따라서 통계학이 생물정보학에

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뇌과학도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이

다. 뇌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e; MRI)및뇌양전자단층활영영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등을 이용하여 뇌의 구조적, 기능적 구조를 데이터화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분

석하여 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패턴인식, 기상학, 천문학 등

에서빅데이터가생산되고있고이의분석을통한새로운지식의탐색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의 응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제품의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빅데이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세계 제 2의 건설기계 제조회사인 일본의 고마츠는 건설기계에 GPS와

각종 센서를 장착해서 위치, 가동시간, 가동 상황, 연로의 소모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

를 분석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Makoto, 2013). 의료산업에서도 빅데이

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IBM과 의료보험회사인 Well Point가 합작으로 3000여 만 명의 환

자기록을 통합 분석하여 복잡한 의료치료 방법을 탐색하고 이를 의료진들이 진단과 치료에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2억 페이지에 달하는 환자 진료기록을 단 3초 만에 검색하고 분석하

여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환자의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불필요한 치료 및 진료를

줄여서불필요한진료비낭비를줄일수있었고, 만성질환환자를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관리하여고령

화 사회에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정보의 분석

을통한맞춤형마케팅, 금융자료의통합을통한위험관리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빅데이터가사용되어

지고있다.

최근 빅데이터와 관련한 보고서나 뉴스에는 통계학과 통계학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

으며, 주로 전산기술로써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심지어는 모 일간지 기사에서 빅데이터

관련 회사의 대표는 “분석 알고리즘이 좋지 않아도 전체 데이터가 많다면 성능은 얼마든지 좋아진다”

라고 까지 언급을 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같은 기사에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관점을 버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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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무리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한다 해도 진정한 빅데이터의 가치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 까

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현재 통계학 비전공자들은 데이터를 많이만 모으면 새로

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듯하다. 빅데이터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분

위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며, Stanford대학교 통계학과의 Hastie교수는 2011년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분위기에 일침을 가하였다: “Trevor Hastie, a statistics professor at Stanford,

observes that big data has an increased risk of false discoveries. The trouble with seeking a

meaningful needle in the massive haystacks of data, he says, is that many bits of straw look like

needles.”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본 논문은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학 및 통계학자의 역할 및 나아가

야할방향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빅데이터의 3가지 통계학적 특징 - 관찰자료, 전수

조사, 고차원 자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러한 특징들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통계학적 문제점들을 짚

어본다. 3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4절에서는 빅데이터 분

석과 관련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통계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5절에서는 빅데이터를 위

하여통계학및통계학자들의나아가야할방향에대하여논의를한다.

본논문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통계학분야의공식적인의견이전혀아님을밝힌다. 또

한, 본 논문은 통계학 비전공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되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통계학 전공자에게

는 다소 장황하고 지루할 수 있으므로 통계학 전공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통계학 전공자에게는 빅데이

터관련통계학전반을한번돌아볼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2. 빅데이터의 통계학적 특징

본 장에서는 빅데이터의 3가지 통계학적 특징인 관측자료, 전수자료 그리고 고차원 자료에 대해서 살

펴볼것이다. 특히, 각각의특징이통계학적방법론과어떻게연결되는지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2.1. 관측자료

통계학적으로 분석자료는 크게 실험자료와 관측자료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통계학적”이라는 의미

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 분석 방법 및 결과의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자료란 임

의화 (randomization)를통하여잘계획된실험설계하에서실험을통해서얻어진자료를의미한다. 이

와 대조적으로 관측자료는 임의화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지 않고 관측이 된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이 폐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자. 100명의 폐암환자를 모아서 이중

50명을 임의로 뽑아서 신약을 주고, 나머지 50명에게는 위약을 주고서 향후 100명의 환자의 예후를 기

록한 자료는 실험자료이다. 반면에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폐암 환자

중흡연하는사람의비율을기록한자료는관측자료이다.

실험자료와 관측자료의 중요한 차이는 실험자료에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있지만, 관측자료에서는 매

우 복잡한 분석을 통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약관련 실험자료에서는

간단한분석을통하여신약이폐암에효과가있는지를쉽게통계적으로판단할수있다. 하지만, 담배와

폐암의 관계를 위한 관측자료에서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폐

암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흡연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유 중에서 흡연과 상당히 관련이

높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소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칭

하여 causal inference라하며, 관심있는독자는 van der Laan과 Rose (2012)를참조바란다.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관측자료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아진 자료가 아니라, 분석목적과는 별

개의 이유로 모아진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내릴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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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면, 매우 심도 있는 통계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관측자료로부터 인과관계를 알아내려면, 관련되어

있는 교락효과 (confounding effect)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원인과 결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

다. 예를 들어, 월별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자 수의 자료를 보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면 익사자수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이스크림의 판

매가 익사확률을 높인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자 수 사이에는 온

도라는교락효과가있다. 즉, 아이스크림판매량하고익사자수에는전혀관계가없지만, 온도라는교락

효과가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자 수에 같은 영향을 주어서 생기는 착시효과이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과익사자수에서온도의효과를빼면전혀상관계수가거의 0에가깝게나온다.

교락효과를제거하기위해서는먼저어떤교락효과가있는지를파악해야하는데, 이게상당히어렵다.

예를 들어, 월별 청량음료 판매량과 소아마비환자의 수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이 두 관

계도 인과관계는 아니며, 여기에서 교락효과도 또한 온도이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활동력이 왕성해지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온도가 교락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매우 깊은 의

학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가에게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부탁일 것

이다. 심지어의사들도이러한지식을얻은것이그리오래되지않았다. 1960년대에소아마비를줄이기

위해서 초중고등하교에서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청량음료를판매하지않는데, 이유는소아마비때문이아니고비만때문이다.

2.2. 전수자료

빅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로 회자 되는 것이 빅데이터는 관심 있는 모집단의 모든 자료가 사용이 가

능하다는 것이다. 즉, 빅데이터는 전수자료라는 것이다.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상위계층이 하위

계층에 비하여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기사를 실었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우 새

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인 통설은 중증질병에 대한 위험은 소득 하위계층이

훨씬 높다는 것으로 써, 이 기사의 내용이 맞다면 빅데이터 분석의 훌륭한 성공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 분석의 오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병원으로부터 모아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국민건강보

험공단의 자료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중증 질병이 있어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득 하

위계층의사람들은병원비부담으로인하여중증질병이있어도병원에가지못하는경우가상당수있으

며, 이러한점을고려하지않은빅데이터분석결과는우리사회에득이되기보다는실이될수있다. 이

러한해프닝은빅데이터자료가전수자료라는맹신에서부터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 관심모집단을잘정의하면, 빅데이터는전수자료로써의역할을훌륭히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정확도 면에

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집단의 작은 부분을 랜덤하게 추출한 샘플을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 샘플을이용하여분석을한경우, 중요한문제는샘플로부터얻은정보가모집단의정보와얼마나

가까운 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모집단을 조사하지 않고 샘플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확실성을 측정하

는통계적추론이통계학분야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관심모집단

의 전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 추론이 과거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적 추론 이외에 통계학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로 탐색적 자료분석과 예측이 있다. 탐색적

자료분석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각종 통계량과 그래픽을 이용하여 탐색하는 방법으로, 빅

데이터시대에그중요성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리고, 탐색적자료분석은통계학적이론보다는데

이터에대한직관이중요한분야이며, 통계학비전공자도쉽게수행할수있는분야이다.

예측이란, 현재 분석하는 자료가 아닌,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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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학적 가정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재의 자료가 미래를 잘 설명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빅

데이터가 모아진 데이터의 모집단을 벗어나는 경우까지 확장을 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소셜네트워크자료를분석하여행복지수를추정하였다고하면, 추정된행복지수는소셜네트워크서

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되며, 한 국가의 행복지수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경

우에 빅데이터가 생산되는 모집단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의성공에필수적이다. 국내모빅데이터분석회사가트위터자료를분석하고이를주식투자에이용한

적이 있다. 초기에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대선 이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

는, 2012년 대선 이후로 진보적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대거 트위터를 탈퇴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후

에조사되었다. 이예제는, 빅데이터가생성되는모집단이시시각각변한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예측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현재의 데이터를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면 미래 예측 성능이 매우 저

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계학에서는 과적합 (overfitting; Hastie 등, 2009)이라고 부르며, 자료

로부터 찾아진 유용하게 보이는 정보가 실제로는 유용한 정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에는 자료가 많아지면, 아주 세분화 된 분야까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

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아무리 데이터가 거대하여도 과적합에 대한 우려

를불식시키지않으면결코이루어질수없다.

통계학의 큰 연구 분야 중 하나는 바로 과적합을 피하는 방법론이다. 모형선택, 축소추정 (shrinkage

estimator), 교차확인방법, FDR (false discovery rate) 등의통계적방법론들이개발되었으며 (Hastie

등, 2009), 빅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예측에 있어서 예측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예측분포의 추정문제가 기상학과 기계학습 분야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베이지안 통계학 (Bayesian statistics; Seeger, 2009)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

인방법론으로연구되고있다.

2.3. 고차원 자료

빅데이터의 3가지 특징인 양 (volume), 속도 (velocity) 그리고 다양성 (variety)중에서, 빅데이터의

목적인 가치 (value)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라고 하면, 본 저자는 다양성을 선택할 것이다. 마

케팅의 예를 들면,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

하다. 특정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신용카드 내역과 더불어 은행거래 내

역, 소셜 네트워크 이용 내용, 통화 내역 등을 결합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며, 이 분야가 바로 빅데이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에

후지쓰가 세계 처음으로 빅데이터 거래시장인 ‘데이터 플라자 (data plaza)‘를 개설했으며, 일본 마케팅

리서치 협회에 따르면 거래가 가능한 고객 데이터시장은 약 2200억 엔 (약 3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면, 자료는 필연적으로 매우 차원이 높게 된다. 여기서 차원이란, 쉽게 생각해

서개별소비자에대한정보의양 (즉, 개별소비자관련변수의수)로이해하면된다. 자료의차원이커

지면서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차원의 저주 (curse of dimensionality; Bellman, 1961)이

다. 차원의 저주란, 분석의 정확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수가 증가할 때 자료의

수가지수적으로증가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예를들어 100개의변수가있으면, 필요한자료의수는대

략 2에 100제곱정도되면이숫자는아무리빅데이터라해도감당하기어려운양일것이다.

차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이 존재하며, 여전히 좀 더 좋은 새로운 통계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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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고차원 모형을 저차원 모형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통

계모형화인데, functional ANOVA decomposition, project pursuit regression, generalized additive

model, kernel machine 등이 있다. 또한, 고차원 자료의 탐색적 자료분석을 위한 차원 축소 방법이 빅

데이터 시대에 크게 각광 받고 있는데, 주성분분석등이 대표적인 통계적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에 대한

소개는 Hastie 등 (2009)과 Park 등 (2013)을참조바란다.

3. 빅데이터를 위한 통계적 기법들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한 통계적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맥킨지 보고서

(Manyika 등, 2011)에서 정리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법들로는 a/b testing, association rule

learning, classification, clustering, crowdsourcing, signal processing, language processing, data min-

ing, ensemble learning, genetic algorithm,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eural

network, network analysis, optimization, pattern recognition, predictive learning, regression, senti-

ment analysis, spatial analysis, statistics, supervised learning, simulation, time series, unsupervised

learning, visualization 등이다. 맥킨지분류에따르면통계학이여러기법들중하나로되어있는데, 아

마도 맥킨지에서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맥킨지가 제시한 기법 중, 많은 부분

이 통계학 분야에서 깊게 연구가 되고 있거나, 최소한 통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regression은 통

계학의 핵심 방법론 중 하나이며, neural network, ensemble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등은 모두

regression의 특별한 방법들이다. 또한, machine learning은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법들을 총칭하는 것이며, machine learning을 위한 방법들 중 통계학을 기반으로 한

방법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pattern recognition이나 sentiment analysis는 기법이라기보

다는응용분야로분류하는것이더욱더타당할것이다.

다음은본저자가생각하는빅데이터분석과관련이깊은통계적방법론들과간단한설명이다.

3.1. 고차원 회귀분석

고차원 회귀분석은 설명변수의 개수 (p)가 관측치 개수 (n)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훨씬 더 많은 경

우,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적은 개수의 설명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반응변수를 예측하는 통계 기법

이다. 고차원 회귀분석은 수많은 설명변수 중에 반응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그 효과를

선형회귀계수로정량화할수있으므로매우유용하다.

고차원 모형에서는 기존의 단계적 변수선택 (stepwise method)방법은 그 성능이 매우 떨어지면, 벌

점화 (penalization)를이용하는방법이크게각광을받고있다. lasso (Tibshirani, 1996)는변수선택과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계기법으로 기존의 subset selection보다 안정적이고 계산이 가능하다. 이

밖에 다양한 벌점함수를 이용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는데 SCAD (Fan과 Li, 2001), elastic net (Zou

와 Hastie, 2005), MCP (Zhang, 2010) 등이있다.

3.2. 분류분석

분류는 설명변수에 기반하여 반응변수를 분류하는 통계 기법이다. 대표적 분류 방법으로는 logistic

regression,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support vector machine (SVM), nearest neighbor-

hood (NN), naive bayes classifier 등이 있다. 고차원 자료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 기존의 분류 방법 적

용이 불가능하며 변수 선택 혹은 정규화 작업이 필요하다. LDA나 naive Bayes classifier의 경우 독립

성 가정 하에 추정한 공분산행렬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으며 (Bickel과 Levina, 2004), logistic



966 Yongdai Kim · Kwang Hyun Cho

regression의 경우 lasso 벌점함수를 이용하여 벌점화된 log-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Park과 Hastie, 2007). SVM (Cortes 등, 1995)의 경우 kernel 기법을 이용하여 차원이 매우 큰 경우

에도쉽게분류모형을구축할수있는장점이있다.

3.3. 다중비교

다중비교문제는 여러 모수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동시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러 모수를 한꺼

번에 고려할 때 모수 추정량의 신뢰구간이 모수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가설검정에서 잘못 기각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양성률 (false positive rate; FDR)을 조절하여 다중통계검정

을 수행하는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FDR은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비율의 기댓값으로, 다중비

교에있어서 FDR을조절하는방법은 Benjamini와 Hochberg (1995)에의해소개되었다. FDR은기존

의 매우 보수적인 본페로니 보정과 같은 familywise error rate (FWER)를 조절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유전학, 생화학등많은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3.4. 앙상블

앙상블 방법은 여러 개의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 모형보다 좋은 예측 성능을 얻는 방법이다. 대표적

방법으로 배깅 (bagging; bootstrap aggregating)과 부스팅 (boosting) 등이 있다. 배깅은 Breiman

(1994)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학습 집합의 임의 추출된 부분집합에서 각 모형을 적합하는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여, 회귀분석에서는 추정값들의 평균값으로 분류분석에서는 추정확률들의 평균값을 가장 크

게 하는 값으로 분류하는 방법론이다. 부스팅은 여러 개의 모형의 가중 평균으로 새로운 모형을 구성

하는데, 더 정확한 개별 모형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ada boost

(Freund와 Schapire, 1997)가있다. 앙상블방법의획기적인특징은, 아주단순한모형을결합함으로써

아주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갖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빅데이터 자료의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사

용되어질수있다.

3.5. 최적화 알고리즘

고차원 자료의 분석을 위한 방법은 아주 복잡한 함수를 최적화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

한 최적화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빅데이터의 분석에 필수적이다. lasso는

미분이 불가능한 볼록 최적화 문제이며, 이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homotopy 알고리즘인 Efron 등

(2004)의 LARS와 Friedman 등 (2007)의 coordinate wise 알고리즘 등이 개발되었다. fused lasso

(Tibshirani, 2005)는 lasso의 목적함수에 두 인접한 계수의 차이에 대한 l1 penalty가 더해진 목적함수

를최소화하는문제로 general purpose QP solver (Gill 등, 1997; Grant 등, 2008), LARS와비슷한경

로 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Friedman 등, 2007; Hoefling, 2010; Tibshirani와 Taylor, 2011) 등이 개

발되고있다. SVM은 hinge 손실함수에 ridge 벌점함수가더해진목적함수를최소화하는문제로볼수

있으며, 대표적인알고리즘으로 Hastie 등 (2004)의 path 알고리즘이있다.

3.6. 차원축소

차원 축소는 고차원의 자료를 변수들 간의 선형 혹은 비선형 결합으로 생성된 기존 변수들보다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로 전체 공간을 근사시키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multidimensional scalling (MDS), manifold learning 등이있다. PCA는직교선형변

환으로 분산을 최대화 하는 방향을 찾고 분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소수개의 고유벡터에 사영시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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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근사시키는 방법이다. MDS는 변수들 쌍의 거리를 보존하는 적은 차원의 변수들을 생성하는 방

법이다. manifold learning (Gorban 등, 2007) 는 PCA의 기하학적 해석을 비선형 공간으로 확장시켜

자료를다양체로근사시키는방법이다.

3.7. Network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그래프 상에 있는 노드 (node)들의 네트워크 성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link anal-

ysis는노드간의연관성정도를분석하는방법이다. graph sampling은전체그래프로부터 subgraph를

얻는 방법으로 확률적으로 노드를 추출하고 노드 사이를 잇는 방법이다.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내용은

Kolaczyk (2009)을 참조 바란다.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한 모형으로 graphical model있는데 이는 변수

(노드)들 간의 조건부 독립성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추정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Dempster, 1972; Liu 등, 2009). 고차원 자료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벌점화방법을이용하여추정할수있다 (Friedman 등, 2008).

3.8. Clustering

군집분석은 유사한 관측치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는 통계적 방법이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거리와

같은 유사성을 기반으로 관측치를 묶는 k-평균 군집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등이 있다. 모형 기반 군집

분석 방법은 혼합 분포 모형을 가정하고 각 군집의 분포를 추정하여 군집을 구성한다. 그래프 기반 군

집분석은자료의구조를고려하여큰그래프를작은그래프들로세분화하는방법이다. 최근에는 latent

structure를 이용한 군집분석 (Teh 등, 2006), 군집분석에서의 변수선택 (Fraiman 등, 2008) 등이 주로

연구되어지고있다.

3.9.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시각화는자료를시각화하여정보를분명하고효과적으로전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info-

graphics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자료, 지식을 시각적으로 나타

내는 것이다. 시각화에 있어서 시계열 자료, 통계적 분포, 지도, 계층구조, 네트워크 등이 주로 사용된

다. tellis graphics는 그룹들의 차이를 구분시키면서 큰 자료를 하나의 도표로 압축하여 관계를 나타내

는유용한도구이다.

3.10. Online analysis

on-line analysis는 연속적 시행을 하면서 매 시행마다 예측을 하고 예측에 대한 결과를 다음 시행

의 예측에 반영하여 예측오차를 줄여나가는 귀납적 모형이며 빅데이터 시대에 그 필요성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예로 online-variational bayes algorithm을 이용한 LDA가 있다 (Hoffman 등, 2010).

LDA는 텍스트 문서의 베이지안 확률 모형으로 사후분포를 추정하여 문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

다. online LDA는 사전분포의 모수들을 시간에 따라 변화시킴으로 사후분포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추

정할수있다.

3.11. 병렬계산

병렬계산이란 동시에 여러 개의 코어 또는 컴퓨터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작업 수행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작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병렬 계산이 가능한 문제로는 수많

은 문서에서 단어의 빈도를 세는 문제나 bootstrap 등이 있다. 병렬계산방법으로 하나의 컴퓨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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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방법, GPU (graphical process unit; Suchard 등, 2010)를 사용하는 방법,

하둡 (Hadoop)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GPU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든 자료를 메모리에 올려

서 그래픽카드의 수천 개의 약한 코어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둡은 대

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통신하는 하둡 파일시스템을 이용하여 MapReduce방식으로 병렬계산

을수행한다. 하둡으로는메모리에올릴수없는초대형자료도분석이가능하다.

3.12. R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환경의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며 이에 가장 적

합한 프로그램으로는 R 패키지를 들 수 있다. R 패키지는 상업용 소프트웨어인 Splus를 기반으로 개

발된 open source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빅데이터 환경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는프로그램으로평가받고있다. 하지만, R 패키지의문제는메모리기반으로프로그램이구동하여대용

량의 자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이 (bigmemory, ff 등) 개발되고 있으며, Hadoop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Rhive라는 패키지가 개발되

어서 빅데이터의 분석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분석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R라이브러

리의 개발은 빅데이터 연구의 중요한 분야중 하나이다. 또한, 일반 분석자를 위한 R패키지의 교육 또한

빅데이터의발전을위하여필수적이다.

4. 빅데이터 프로젝트 예제

4.1. 꿈을 찍는다.

2011년 10월 29일자 미국 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소개된 Nishimoto 등 (2011)의 연구대한 기사제목

이다. 대뇌 피질의 특정영역 (visual cortex)에서는 움직이는 영상정보를 얻을 때 특이한 반응이 일어난

다. 이 연구는 영상정보와 시각 반응 정보의 관계를 모형화 하고, 그 모형을 통해 대뇌 피질에서 얻어진

반응만을 이용해 시각 정보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꿈을 꾸거나 마음속에서만 그려지

는 영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실제 영상정보로 복원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도 유사한 연구

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정적인 대상에 대한 시각정보의 처리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동적인 영상을 처

리하는대뇌신호와실제영상정보의관계를모형화한첫번째시도로주목을받았다.

다음과 같은 실험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모형을 구축하였다. 먼저 사람에게 영화를 몇 시간동안

보여주면서 대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통해 수집한

다. 이러한 변화와 실험자가 본 영상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모형을 만들다. 다음으로 학습 영상과는 관

계없는 다른 새로운 영상을 실험자에게 보여주면서 대뇌의 변화를 fMRI로 다시 수집하고 학습된 모형

을이용해영상을재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영상정보가 반응변수, 대뇌의 시각정보가 설명변수가 되는 넓은 의미의 회귀모

형적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적합 작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

나는 설명변수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이다. 시각정보는 본래 신경망을 이루는 세포의 기본단위인 뉴런의

활동을 측정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의미한다. 불행히도 현재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발생한 시각 반응정보

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대신 fMRI는 뉴런의 활동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뉴런의 활

동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혈류 활성화 영역, 혈류량의 변화, 혈류 내 산소량의 변화를 관측한다.

혈류와 관련한 변화는 뉴런 활동 후 일정시간이 지나서 발생한다. 즉, 시각정보에 대한 혈류의 느린 반

응으로 인해,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를 직접적으로 모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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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힘들었다. 또 모형적합의 또 다른 난점으로는 데이터 처리에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방대한영상자료와 fMRI로얻어진혈류량의변화자료는모형적합의계산복잡성을크게증가시켰다.

이러한기술적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두단계에걸쳐모형을구축하였다. 먼저반응변수를 motion-

energy filter를 통해 움직이는 방향, 속도 등으로 영상정보를 필터링 한다. 이것은 실제 뉴런이 움직이

는시각정보에반응하는방식을모방한것이다. 다음으로필터링된신호를시간에대해조정한후반응

변수로 이용한다. 설명변수인 대뇌 피질의 단위 영역 (voxel)의 fMRI정보를 이용하여 두 관계를 베이

지안방법을통해모형화하였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모형 예측 방법을 Figure 4.1을 통해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Figure

4.1의 A는 시각정보에 대한 반응을 fMRI를 통해 관측하는 과정이다. Figure 4.1의 B에 voxel-based

encoding models는 앞서 언급한 영상정보과 시각정보에 대한 모형을 말한다. B에서는 A에서 관측된

시각정보와 유사도에 의해 영상정보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 이 때 영상정보는 사전 정보에 해당하고 순

위는 베이지안 사후확률 (posterior probability)에 의해 정해진다. 다음으로 C에서 일정 순위 이상의

영상정보에대해목록을만들고그것들을순위가높은것에서낮은것으로이미지의평균을낸다. 그결

과가 Figure 4.1의 D에해당한다.

Figure 4.1 Process of model fitting

이 연구는 대뇌의 영역별 기능을 확인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평가받는다. 기존에는 측정 기술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증명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 사실을 통계학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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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이 데이터의 양적증가와 동시에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을 분석

하기위한수학적모형의개발및계산기술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이다.

4.2. 우유 생산량 예측

국가 경제를 이루는 생산 주체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일은 경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농축산 생산량에 대한 예측 역시, 식품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젝트이며, 이종 데이터의 병합을 통해 유제품 생산-소비에 대

한 예측 모형 개발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기존의 유제품 생산과 소비에 관한 예측은 경제학에서 사용하

고있는부분균형모형을이용하여이루어졌다. 이모형은생산과소비에영향을미치는정보 (사육두수,

생존율, 물가수준, 소득등)를고려하여공급-가격, 소비-가격함수를추정하고그함수를이용하여미래

의 생산량-소비량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부분균형모형은 인위적으로 생산량이나 가격을 통제하는 유제

품의 생산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우유는 상품적 특성에 의해 계절적 수급불안 요인이 발생

하고, 조달체계가 복잡하여 시장의 수급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다. 즉, 원유생산은 단기적으로 가격

보다는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의한 단기 수요량

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농가별로 환경적인 요인이 다름에도 기존의 데이터와 모형으로

는세분화된예측단위에서예측치를생산하는것이불가능했다.

Figure 4.2 Construction of the prediction model through combining the multi-sourc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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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원유생산량및젖소이력관리에대한데이터를농가단위에서수집하여, 가용데이터의질이향

상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별 기초자료가 누적되고 있어, 원유 생산 및 소비에 특화된 수급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월령별 사육두수, 월령별 도축/폐사두

수 및 월별 분만두수를 관리하고 있다. 농협 젖소개량부에서는 검정우에 대한 월별 산유량 통계와검정

우의 산차별 비유곡선을 생산하고 있으며, 낙농진흥회에서는 농가별 생산량 및 쿼터량 우유 생산비 및

원유가격, 원유의 거래조건의 변화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농

가와 젖소 코드를 규격화하여 병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병합된 데이터는 Figure 4.2와 같이 농

가단위의 유제품 생산에 대한 예측모형 개발에 사용된다. 젖소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병합된 데이터로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농가별 단기 및 중기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용가능한 공변량을 통해 생산-수요의 변화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유제품의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의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해진

다.

5. 결론

빅데이터는 통계학과 통계학자에게는 큰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소재이며, 국가

적으로도 통계학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빅데이터는 아직 태동기이며, 빅데이터 분석의 확산

과 발전을 위하여 통계학자의 노력과 수고가 매우 긴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를위한통계학자의역할에대해서간단하게정리하고자한다.

빅데이터에대한일반인의인식에통계학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지않다. 그이유는크게세가

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1) 빅데이터 저장 및 관리 기술이 통계학자에게는 부담스러우며, (2) 빅데

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3) 일반인의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이다. 빅

데이터 시대에 통계학자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통계학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제고 없이는 빅데이터 관련 중요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통계학자의 참여가

매우제한적일것이며이는빅데이터프로젝트의성공에큰걸림돌이될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한학

계와산업계의통계전문가들이공동대응이시급히요청되고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통계학 관련 교과목의 발전적 변화도 필요하다. 빅데이터 관련

통계적 방법론 들이 대부분 대학원에서 강의가 되고 있어서, 우수 인력의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학부강의에서빅데이터에대한중요성및통계학의역할등에대한강의의개발이중요하게부각되

어야할것이다.

통계학자들의 전산관련 지식의 습득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빅데이터의 원

자료는 분석을 위는 가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미지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이미지 자료로부터 여

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 (feature)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들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이 진행된

다. 이때,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추출하여야 할 특징들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특징 추출에서부터

통계학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매우 깊은 전산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빅데이

터시대에는데이터의관리와분석이함께진행되어야하며, 통계학의활동범위또한넓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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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 the roles of statistics and statisticians in the big data era. Definition

and application areas of big data are reviewed an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their meanings are discussed. Various statistical methodologies applicable to big

data analysis are illustrated, and two real big data projects a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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